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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최근 농용 트랙터에 전자식 엔진과 자동변속기, ECU 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변속을 이용해 연료소비율과 작업 속도, 견인력 등의 차량 상
태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존의 자동변속
알고리즘은 자동차의 변속 선도 작성 방식에 따라 작성되나, 이를 그대
로 농용 트랙터에 적용할 경우 작업 부하에 의해 엔진이 정지하는 문제
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동변속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해결
하고 작업 부하를 극복함과 동시에 연료소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
운 자동변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파워시프트 변속기가 장착된 90kW 급 농용 트랙터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기존의

자동변속

알고리즘인

Power/Eco 모드와 개발한 자동변속 알고리즘인 NewEco 모드를 적용
하여 연료소비율, 작업 속도, 견인력 등의 차량 상태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파워시프트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엔진, 클러치와 기어를 포함한 파워시프
트 변속기, 디퍼런셜, 구동륜, 차량, 작업 부하의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었
으며 대상 트랙터의 제원을 사용하였다. 토양 추진력, 운동 저항 및 작
업 부하는 ASABE standards 에 제시된 예측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완성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실제 실험 결과와의 비교하여 차량 상
태를 이상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기존의 자동변속 알고리즘을 Power/Eco 모드로 나누어 대상 트랙
터의 제원을 사용하여 구체화시키고 이를 스로틀 개도-엔진 속도의 변
속 선도로 나타내었다. 또한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NewEco 모드를 개발하였다. 𝑉𝑚𝑎𝑥 , TP, 구동륜 토크를 입력 변수로 받
는 속도 선도, 변속 선도를 개발하고 변속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컨트롤
러 블록을 추가하여 전체 시뮬레이션 모델을 완성하였다.
동일 토양 조건에서 작업 부하를 인가하지 않았을 때 각 변속 모드
에 따른 연료소비율과 차량 상태를 분석하였다. TP 가 고정되었을 때
𝐺𝑚𝑎𝑥 /𝑉𝑚𝑎𝑥 가 변화함에 따라 각 변속 모드에서의 작업 속도는 동일하게
변화하였으나, Power/Eco 모드는 변속단수를 변화시켜 작업 속도가 변
화한 반면 NewEco 모드에서는 최고 변속단수를 최대한 유지하고 엔진
속도가 조정되어 작업 속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𝐺𝑚𝑎𝑥 /𝑉𝑚𝑎𝑥 가 고
i

정되었을 때 TP 가 변화함에 따라 Power 모드에서는 변속단수가 고정
된 채 최저 엔진 속도부터 최고 엔진 속도까지의 속도 범위가 사용되었
으나, NewEco 모드에서는 TP 가 40% 미만일 때 엔진 속도뿐만 아니
라 변속단수까지 변화하여 가용 속도 범위가 Power 모드에 비하여 넓
어졌음을 확인하였다.
동일 토양 조건에서 사용자 입력 조건을 고정시키고 작업 부하를 변
화시켰을 때 각 변속 모드에 따른 연료소비율과 차량 상태를 분석하였다.
운전자가 충분한 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𝐺𝑚𝑎𝑥 /𝑉𝑚𝑎𝑥 과 TP 를 최대로 하
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NewEco 모드를 사용한 경우 기존 Power 모드
를 사용한 경우보다 연료소비율이 2.93% 가량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운
전자가 연비를 고려하여 𝐺𝑚𝑎𝑥 /𝑉𝑚𝑎𝑥 를 최대값의 80%, TP 를 88%로 두
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NewEco 모드를 사용한 경우 기존 Power 모드
를 사용한 경우보다 연료소비율이 6.12% 가량 낮게 나타났다. 기존
Eco 모드의 경우 하향 변속 후 엔진이 작업 부하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
지하는 결과가 나타나 농작업 시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농용 트랙터, 파워시프트, 연료소비율, 변속시점, 시뮬레이션,
SimulationX
학 번 : 2013-2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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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변속기는 엔진의 속도와 토크를 구동륜, PTO 등에서 필요한 속도와
토크로 전환하는 장치로서 일반적으로 변속기는 운전자가 변속비를 조정
하는 수동 변속기(Manual Transmission), 변속시점만을 결정하면 자동
적으로 변속비가 결정되는 자동화 수동 변속기(Automated Manual
Transmission), 운전자의 조작 없이 자동적으로 부하 조건에 따라 변속
비가 조정되는 자동변속이기(Automatic Transmission)로 구분된다.
트랙터 변속기는 전통적으로 효율이 높은 기어 전동장치로서 변속
레버와 클러치를 사용하여 변속하는 수동 변속기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
나 트랙터는 농작업시 부하 변동이 심하고 잦은 조향과 전후진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잦은 변속이 요구된다. 클러치와 변속 레버를 조작하여
변속하는 수동 변속기는 조작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운전자의 피로를 유
발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조작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변속기
의 일종인 파워시프트 변속기(Power-shift Transmission, PST)와 기
계유압식 변속기(Hydro-Mechanical Transmission, HMT)가 대형 트
랙터에 사용되고 있다.
자동변속기에서 운전자 대신 변속시점을 결정하고 변속을 수행하는
주체는 변속기 제어장치(Transmission Control Unit, TCU)이다. TCU
의 성능은 크게 변속시점과 변속 품질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따라
서 TCU 는 주어진 작업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변속단수를 결정해야 하
며(변속시점의 문제), 변속 충격을 최소화하고 변속 시간을 줄이면서 변
속 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변속을 수행하여야 한다(변속 품질의 문제).
일반적으로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변속시점은 스로틀 개도와 작업 속
도를 두 축으로 한 변속 선도를 기반으로 결정된다. 변속 선도는 크게
구동력을 기준으로 작성한 Power 모드와 연료소비율을 기준으로 작성
한 Eco 모드로 나눌 수 있으며 운전자가 한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하도
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에코 모드의 경우 농작업 부하가 고려
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자동차의 경우에는 주행 부하가 크지 않기
때문에 차량을 가속하는 데 엔진 토크의 대부분을 사용한다. 따라서 에
코 모드로 주행하더라도 가속력이 떨어질 뿐 차량의 주행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트랙터의 경우에는 작업 부하를 극복하는 데
1

엔진 토크의 대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코 모드를 적용하면 작업 부
하를 극복하지 못하여 엔진이 꺼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해외에서는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대형 트랙터가 이미 상용화되어 있
으며 TCU 와 관련된 기술도 상당 수준 개발되었으나 트랙터 제조업체
는 이를 기밀로 간주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다. 매뉴얼, 논문 등 문헌 자
료를 통하여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러
한 문헌 자료를 통하여 선진 트랙터 제조업체들에서도 에코 모드 자동변
속은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Deere&Company 는
에코 모드 자동변속을 지원하는 파워시프트 트랙터를 판매하고 있으나,
사용설명서에서 에코 모드는 경작업이나 도로 주행과 같은 부하가 크지
않은 작업에서만 사용하도록 당부하고 있으며, Kubota 에서는 자동변속
을 작업 모드와 주행 모드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최근 파워시프트 변속기 또는 HMT 를 장착한 100 마
력 이상의 대형 트랙터가 개발되고 있으나 자동변속이과 관련된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자동변속 관련 연구도 주로 변속 품질 향상을 위한 것
이고, 연비 향상을 위한 적절한 변속시점과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차량의 기존 변속선도와 구별하여 농업용 트랙터
의 자동변속에 적합한 변속선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을 이용하여 에코 모드를 기본으
로 한 자동변속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파워 시프트 변속기를 장착한 농
업용 트랙터의 연비 향상을 위한 자동변속 알고리즘을 개발할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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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파워시프트 변속기를 장착한 농업용 트랙터의 연비 최소
화를 위한 자동변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목
적은 다음과 같다.
1) 파워시프트 변속기를 장착한 100 마력급 농업용 트랙터의 연료
소비율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컴퓨터 모델을 개발한다.
2)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Power 모드, Eco 모드 및 작업부
하와 연료소비율을 모두 고려한 NewEco 모드에 대한 자동변속 알
고리즘을 개발한다.
3) 동일한 작업 조건에서 각각의 자동변속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 트랙터의 연료소비율을 비교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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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사
Chancellor and Thai (1984)는 작업 속도를 13 단계로 나누고 5 개
의 엔진 거버너 선을 이용하여 구동륜에 작용하는 부하토크에 따라 엔진
속도와 변속비를 결정하는 자동제어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그들은 이 시
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숙련된 운전자에 비하여 5-12%의 연료를 절감하
였으며 견인성능도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Grisso 등 (2009)은 엔진 속도와 변속단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동일한 작업 조건에서 엔진 속도를 낮추고 변속단
수를 높일 경우 연료를 5-30%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Zhang 등 (1987)은 엔진의 연료소비율 맵을 이용하여 최적 운전곡
선을 개발하고, 스텝 모터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활용하여 엔진이 최적
운전곡선을 따라 작동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엔진 출력은 부하에
따라 최적 운전곡선을 따라 증가하였으며, 이 경우 연료는 8% 이상 감
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박 등 (2010)은 작업 부하에 따라 운전자에게 최적의 변속단수와
엔진 속도를 알려주는 변속안내장치를 개발하였다. 그는 이 안내장치를
통하여 쟁기작업에서는 69%, 로터리 작업에서는 54%의 연료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박 (2000)은 자동차의 자동변속에 사용되는 변속선도에 의하면 경
사지에서와 같이 주행부하가 증가할 때는 연비가 나빠짐을 확인하고 이
를 해결하기 위하여 차량 가속도와 도로 경사도를 포함한 3 차원 변속
선도를 개발하였다. 이 변속선도에 의하여 연료소비율은 0.18-2.36%
향상되었으며, 경사가 많은 도로일수록 연비는 더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이 (2015)는 트랙터의 밸래스트, 타이어 공기압, 엔진 속도, 변속단
수, 경심을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들이 연
료소비율과 작업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모델에 의한 시물레이션 결과는 10%의 오차 범위에
서 실제 시험 데이터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실제 트랙터에 통합
조정시스템을 적용하였을 때 연료소비율이 0.5-41.9% 향상되었다고 하
였다.
장 (2014)은 농업용 트랙터의 연료소비율 최소화를 위한 알고리즘
을 크게 변속 및 안정화 단계와 연료소비율 최소화 단계로 구분하였다.
연료소비율 최소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을 때는 동일한 작업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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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을 적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연료소비율이 19.5-54.4% 향상되
었다고 하였다.

5

제 2 장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 개발
제 1 절 개요 및 대상 트랙터
실차 실험을 통하여 알고리즘을 개발할 경우 실제 농작업 상태에서
이를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리즘의 정확성이 높다는 장점은 있으나
토양 경도, 경심 등의 외부 조건을 제어하기가 어렵고 엔진 속도, 변속
단수 등의 변화 범위에 따라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
다.
본 연구에서는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이용하여 자동변속 알고리
즘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시뮬레이션 모델을 활용할 경우에
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제약 없이 외부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건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변수의 영향을 구명하기가 쉽
다는 장점은 있으나 시뮬레이션 모델의 유효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파워시프트 변속기가 장착된 TH100 트랙터
(Daedong Inc., Korea)를 기본으로 하여 개발하였으며, TH100 트랙터
의 주요 제원은 아래와 같다.

Fig. 1 TH 100 tractor used as a simulati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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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TH100 tractor

Item

Specifications

Tractor model

TH100

Manufacturer

Daedong Industrial Co., Ltd, Korea

Weight

51012 N

Engine

T/M
Tire

Model

Perkins 1204F-E44TA

Rated power

97.9 kW@2200 rpm

Max torque

530 Nm@1400 rpm

Main gear

8 step (Hydraulic, Power-shift)

Auxiliary gear

4 step (Mechanical, Synchro)

Front

14.9-28

Rear

18.4-34

시뮬레이션 모델은 ITI (Dresden, Germany)사의 상용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SimulationX 를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시물레이션 모델의
전체 구성도는 Fig. 2 와 같으며 엔진, 주변속 및 전후진 클러치/기어,
High/Low 클러치/기어, 부변속 기어, 디퍼런셜, 구동륜, 차량 관성, 작
업 부하의 세부 모델로 구성하였다.

Fig. 2 An overview of the tractor simulation model.

제 2 절 엔진 모델
엔진 모델은 스로틀 개도를 입력 변수로 하여 엔진 토크, 엔진 속도,
연료소비율을 출력하도록 하였다. 엔진 속도와 엔진 토크는 부하에 따라
미리 입력된 엔진 속도-엔진 토크 선도에 의하여 결정되며, 연료소비율
은 엔진 속도-연료소비율 선도에 의하여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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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속도-엔진 토크 선도는 TH100 트랙터의 전부하 토크 선도로
써 나타내었으며, 모든 스로틀 개도에서 거버너 라인의 기울기는 동일하
다고 가정하였다. 선도에 표시되지 않은 스로틀 개도에 대한 거버너 라
인은 선형보간법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하였다.

Fig. 3 Engine speed-torque curve with governor lines.

트랙터의 연료소비율은 일반적으로 단위제동출력 1 kW 에 대한 단
위 시간당 연료소비량(Brake Specific Fuel Consumption, BSFC)으로
써 평가한다. 엔진의 연료소비율 선도는 김 (2010)이 개발한 연료소비
율 예측식을 사용하여 개발하였다. 이 예측식은 부분 부하 상태의 연료
소비율에 대한 시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전부하 상태의 연료 소
비량과 100% 스로틀 개도 상태의 연료 소비량만을 이용하여 부분 부하
상태의 연료소비율을 예측할 수 있다. 연료소비율은 Fig. 4 에서와 같이
엔진 속도와 엔진 토크만을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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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ngine fuel efficiency map.

제 3 절 변속기 모델
변속기는 주변속 1, 2, 3, 4 단과 High/Low 2 단, 부변속 CL, L, M,
H 4 단을 조합한 총 32 단 모델로 구성하였다. 주변속과 High/Low 는
파워시프트 변속으로서 L1, L2, L3, L4, H1, H2, H3, H4 의 순서로 출력
속도가 증가한다. 파워시프트 변속은 Fig. 5 에서와 같이 A, B, C, D, E,
F 총 6 개 유압 클러치의 단속 조합에 따라 전후진 변속과 전진 변속의
변속비가 변하며, High/Low 변속은 H, L 2 개의 유압 클러치로 구성되
어 있다. 자동변속이 아닌 부변속과 최종감속장치는 단순 기어열로서 모
형화하였다.
유압 클러치는 습식 다판클러치로서 Fig. 6 에서와 같은 구조의
Simulation X 요소로써 모델링하였으며, 클러치의 결합과 해제는 디스크
와 플레이트 사이의 압축력을 조정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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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odel of power transmission.

Fig. 6 Model of hydraulic clutch used for power shift transmission.

제 4 절 구동륜의 추진력 및 작업 부하 모델
구동륜의 추진력과 운동저항은 식 (1)과 (2)에서와 같이 ASABE
Standard D497.7 의 예측식 (2011)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H = W(0.88(1 − 𝑒 −0.1𝐵𝑛 )(1 − 𝑒 −7.5𝑠 ) + 0.04) = μ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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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𝛿
𝐶𝐼𝑏𝑑 1 + 5 ℎ
𝐵𝑛 = (
)(
)
𝑏
𝑊
1+3
𝑑
1
0.5𝑠
R = W( + 0.04 +
)
𝐵𝑛
√𝐵𝑛

(2)

여기서,
H = 토양 추진력, kN
W = 차륜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kN
s = 슬립
𝐵𝑛 = 타이어 토양상수
CI = 토양 원추관입지수, kPa
b = 무부하 상태에서 타이어의 단면 폭, m
d = 무부하 상태에서 타이어의 지름, m
δ = 타이어 변형, m
h = 타이어의 단면 높이, m
구동륜의 추진력은 구동륜의 슬립에 따라 식 (1)을 이용하여 시뮬
레이션하였다. 일반적으로 단단한 토양에 해당하는 CI=1700 kPa,
𝐵𝑛 =55 일 때 구동륜의 슬립에 따른 구동륜의 견인계수 즉 H/W 의 관계
는 Fig. 7 에서와 같다.

Fig. 7 Traction by driving wheel as a function of its slip on hard soil (𝐵𝑛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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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부하는 작업기에 의하여 발생하는 견인저항으로서 작업 속도,
토성, 작업폭, 경심 등의 영향을 받으며 식 (3)과 같이 모형화하였다.
D = 𝐹𝑖 [𝐴 + 𝐵 × 𝑆 + 𝐶 × 𝑆 2 ]𝑤𝑇

(3)

여기서,
D = 작업 부하, N
𝐹 = 무차원 토성 파라미터
i = 1 for fine, 2 for medium and 3 for coarse
A, B and C = 작업기 파라미터
S = 작업 속도, km/h
𝑤 = 작업폭, m
𝑇 = 경심, cm
대표적인 견인 작업으로서 쟁기작업의 경우 A=652, B=0, C=5.1,
𝐹1 은 1.0, 𝐹2 는 0.70, 𝐹3 는 0.45 로 주어진다.
식 (1)-(2)에서 구동륜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은 작업 부하에 따라
하중전이에 의하여 변하며, 견인 부하가 증가할수록 전륜에 작용하는 수
직하중은 감소하고 후륜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는 이 (2015)가 사용한 차축 중량 분포 예측 모델을 사용하여 각 차륜
에 작용하는 수직하중을 계산하였다.

𝑊𝑟 =

𝑊𝑡 (𝐿3 + 𝐿2 ) − 𝑊𝑏 (𝐿4 − 𝑒𝑓 ) + 𝑊𝑖 (𝐿1 + 𝐿2 + 𝐿3 + 𝑒𝑓 ) + 𝐷 × ℎ𝑧
𝐿2 + 𝐿3 − 𝑒𝑟 + 𝑒𝑓

(6)

𝑊𝑓 =

𝑊𝑡 (𝐿2 − 𝑒𝑟 ) − 𝑊𝑖 (𝐿1 − 𝑒𝑟 ) + 𝑊𝑏 (𝐿2 + 𝐿3 + 𝐿4 − 𝑒𝑟 ) − 𝐷 × ℎ𝑧
𝐿2 + 𝐿3 − 𝑒𝑟 + 𝑒𝑓

(7)

𝑒𝑓 = (

1
0.5𝑠
+ 0.04 +
) × 𝑟𝑓 ,
𝐵𝑛𝑓
√𝐵𝑛𝑓

𝑒𝑟 = (

여기서,
𝑊𝑟 = 후륜 수직 반력, N
𝑊𝑓 = 전륜 수직 반력,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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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𝑠
+ 0.04 +
) × 𝑟𝑟 (8)
𝐵𝑛𝑟
√𝐵𝑛𝑟

𝑊𝑡 = 트랙터 중량, N
𝑊𝑏 = 부가 중량, N
𝑊𝑖 = 작업기 수직 반력, N
𝐿1 = 뒤 차축 중심점과 작업기 저항 중심 사이의 수평 거리, m
𝐿2 = 뒤 차축 중심점과 작업기 트랙터 무게 중심 사이의 수평 거리, m
𝐿3 = 앞 차축 중심점과 트랙터 무게 중심 사이의 수평 거리, m
𝐿4 = 앞 차축 중심점과 부가 중량 무게 중심 사이의 수평 거리, m
ℎ𝑧 = 작업기 저항 중심과 지면 사이의 수직 거리, m
D = 작업 부하, N
𝑒𝑓 = 전륜 지면 반력 작용점과 앞 차축 사이의 수평 거리, m
𝑒𝑟 = 후륜 지면 반력 작용점과 뒤 차축 사이의 수평 거리, m
𝑟𝑓 = 전륜 동반경, m
𝑟𝑟 = 후륜 동반경, m
𝐵𝑛𝑓 = 전륜의 타이어 토양 상수
𝐵𝑛𝑟 = 후륜의 타이어 토양 상수
s = 슬립, 소수

제 5 절 시뮬레이션 모델 검증
시뮬레이션 모델은 TH 100 트랙터의 변속 시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변속 조건은 부하를 가하지 않고 100% 스로틀 개도에서
M1 단에서 M4 단까지 상향 변속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시험 결과로
엔진 속도와 부변속 기어의 출력축 속도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Fig. 8, 9
은 동일 시험 조건에서 시뮬레이션과 실차 시험 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변속 후 출력축 속도의 오버슈트와 클러치 해제 후 출력축 속도의 감속
양상에서 약간의 차이가 났으나,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제 시험 결과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개발한 시뮬레이션 모델이
실제 트랙터의 작업 성능을 모사하고 있으며 이를 사용하여 충분히 자동
변속 알고리즘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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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simulation with experiment.
(Engine speed).

Fig. 9 Comparison of simulation with experiment.
(Output speed of auxiliary g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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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자동변속 알고리즘 개발
자동변속 알고리즘은 크게 변속시점 결정과 변속과정 제어로 구성하
였다. 변속시점 판단은 센서 신호와 사용자 입력 등을 통하여 주어진 외
부 조건에서 최적의 변속단수를 결정하는 과정이며, 변속과정 제어는 변
속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스로틀, 클러치의 단속을 제어하는 과정이다.
연료소비율 향상을 위한 자동변속 알고리즘은 먼저 기존의 변속시점
판단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자동변
속 알고리즘(NewEco 모드)을 제시한 후 효과적으로 변속과정을 제어
하기 위한 엔진 및 클러치 구동 제어 순으로 구성하였다.

제 1 절 기존의 자동변속 알고리즘
기존의 자동변속 알고리즘은 크게 견인력을 기준으로 한 Power 모
드와 연료소비율을 기준으로 한 Eco 모드가 있다. 두 알고리즘은 모두
스로틀 개도와 작업 속도를 두 축으로 하는 변속선도를 이용하며, 변속
선도는 엔진의 성능 곡선과 각 변속단수별 변속비를 이용하여 구축할 수
있다.
Power 모드는 전부하 상태의 엔진 속도-토크 선도를 이용하여 각
변속단수에서 작업 속도-구동륜 토크 선도를 작성하고 이들의 교차점으
로 변속시점을 결정한다. 각 변속단수에서 작업 속도-구동륜 토크 선도
는 각 변속단수의 변속비와 전동효율을 고려하여 식 (9)와 (10)에서와
같이 구한다.
12𝜋𝑟𝑁𝑒
100𝐺
ηG𝑇𝑒
𝑇𝑤 =
1000

V=

여기서,
V = 작업 속도, km/h
Ne = 엔진 속도, rpm
r = 차륜 동반경, m
G = 변속비
𝑇𝑤 = 구동륜 토크, kNm
η = 전동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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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𝑇𝑒 = 엔진 토크, Nm
Fig. 10 은 스로틀 개도가 100%일 때, 즉 전부하 상태에서 8 개 변
속단수에 대한 작업 속도-구동륜 토크 선도와 변속시점을 나타낸 것이
다.

Fig. 10 Shift points of eight gears at full throttle for power mode.

스로틀 개도를 0 에서 100%까지 일정 간격으로 증가시키며 각 스
로틀 개도에서 전부하 상태에서와 같이 각 변속단수의 변속시점을 구하
여 이를 그림 11 에서와 같이 스로틀 개도-변속시점으로 나타내면
Power 모드의 변속선도가 된다.

(a) Gear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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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ear L.

(c) Gear M.

(d) Gear H.
Fig. 11 Shift map for power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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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100 트랙터의 변속기는 인접 변속단수간 변속비 비율이 동일하
기 때문에 변속시점에서 엔진 속도와 엔진 토크의 값은 모두 동일하다.
따라서 Fig. 11 의 모든 변속선도는 그림 12 에서와 같이 스로틀 개도에
따른 엔진 속도로서 나타낼 수 있다. 하향 변속시점의 엔진 속도는 상향
변속시점의 엔진 속도에 변속비 비율을 곱하여 구하였다. 스로틀 개도가
10%에서 100%까지 증가함에 따라 Power 모드의 상단 변속시점의 엔
진 속도는 960 rpm 에서 2200 rpm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하였고, 하단
변속시점의 엔진 속도는 800 rpm 에서 1840 rpm 까지 선형적으로 증가
하였다.

Fig. 12 Ship map for power mode by engine speed.

Eco 모드의 변속시점은 전부하 상태의 엔진 속도-연료소비율 선도
를 이용하여 구한 각 변속단수에서 작업 속도-연료소비율 선도의 교차
점으로 결정한다. 각 변속단수에서 작업 속도-연료소비율 선도는 전부
하 상태의 엔진 속도-연료소비율 선도와 식 (9)을 이용하여 구한다.
Fig. 13 은 스로틀 개도가 100%일 때 8 개 변속단수에 대한 작업 속도
-연료소비율 선도와 각 변속단수의 변속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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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hift points for eco mode at full throttle.

Eco 모드의 변속선도는 Power 모드에서와 같이 모든 변속단수에서
스로틀개도를 0 에서 100%까지 일정 간격으로 변화시키며 각 스로틀
개도에 대한 변속시점을 작업 속도로써 나타낸 것이다. Fig. 14 는 모든
변속단수에 대하여 작성된 Eco 모드 변속선도이다.

(a) Gear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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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Gear L.

(c) Gear M.

(d) Gear H.
Fig. 14 Shift map for eco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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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모드에서와 같이 스로틀 개도가 동일하면 변속단수에 따른
변속시점도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Fig. 14 의 모든 변속선도를 엔진 속
도-스로틀 개도로써 나타낼 수 있다. 이를 Power 모드와 비교하기 위
하여 Power 모드 변속선도와 함께 나타내었다. 스로틀 개도가 55% 이
하인 경우에는 Power 모드와 Eco 모드의 변속선도가 거의 일치하였으
나, 55% 이상인 경우에는 달랐다. 즉 Power 모드의 변속선도는 스로틀
개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하였으나 Eco 모드의 변속선도는 상단변속
인 경우에는 1500 rpm, 하단변속인 경우에는 1250 rpm 으로 일정하였
다. 이러한 변속선도의 차이는 엔진 맵에서 변속시점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다. 즉 Power 모드에서는 전 스로틀 범위에서 변속시점이 엔진의
가버너 라인에 위치하는 데 비하여 Eco 모드에서는 스로틀 개도가 55%
이하인 경우에만 변속시점이 엔진의 가버너 라인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스로틀 개도가 55%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변속시점이 엔진의 전부하
영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변속시점은 스로틀 개도의 영향을 받지 않
는다.

Fig. 15 Shift map for power and eco mode by engine speed.

Power 모드 변속 선도는 트랙터의 견인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
도록 설계되었으나 Eco 모드에 비하여 연료소비율이 다소 높다는 단점
이 있다. Fig. 16 는 Power 모드의 변속시점을 작업 속도-연료소비율
선도로써 나타낸 것이며, Eco 모드의 변속시점에 비하여 모든 변속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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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연료소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co 모드의 경우 최저 변속단수
와 최고 변속단수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변속단수에서 연료소비율이
215 g/kWh 이하였으나, Power 모드의 경우에는 같은 변속단수에서
235 g/kWh 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트랙터의 자동변속은 대부분
Power 모드와 Eco 모드를 동시에 지원하고 있으며, 고부하 작업에서는
충분한

견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료소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Power 모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Fig. 16 Shift points for power mode at full throttle in velocity-BSFC graph.

반면 Eco 모드는 항상 낮은 연료소비율을 유지할 수 있으나 충분한
견인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Fig. 17 는 Eco 모드의 변속시
점을 작업 속도-구동륜 토크 선도로써 나타낸 것이며, 모든 변속단수에
서 변속시점이 최대 토크점 부근임을 알 수 있다. Fig. 17 에서 만약 부
하 토크가 L1 단의 최대 구동륜 토크인 70.5 kNm 수준에서 65.0 kNm
까지 감소한다고 가정하면, 트랙터의 변속단수는 L1 단에서 상단으로 변
속하여 L2 단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L2 단의 최대 구동륜 토크는 59.0
kNm 로 부하 토크인 65.0 kNm 보다 작기 때문에 트랙터는 부하를 극복
하지 못하고 엔진이 정지하게 된다. 즉 부하 토크가 n 단의 최대 구동륜
토크보다 작고 (n+1)단의 최대 구동륜 토크보다 클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변속단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자동차의 경
우에는 구동륜 토크가 외부의 부하를 극복하기보다는 대부분 차량의 관
성 토크를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변속으로 인하여 구동륜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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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가 감소하더라도 차량의 가속에만 제한이 생길 뿐 시동이 꺼지는 현상
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트랙터의 경우에는 구동륜 토크가 부족하면
엔진이 부하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지하게 되므로, 모든 부하 토크에 대
응할 수 있도록 변속시점을 결정하여야 한다. Power 모드에서는 각 변
속단수에서 구동륜 토크가 같도록 변속시점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Fig. 17 Shift points for eco mode at full throttle in velocity-traction torque
graph.

기존 Power 모드와 Eco 모드의 변속선도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작
성된 것으로써 실제 변속선도는 견인력과 연료소비율의 중요도에 따라
두 변속선도를 일정 비율로 결합한 형태이다. 그러나 견인력과 연료소비
율의 중요도는 변속선도 작성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다수
의 운전자가 느끼는 중요도와는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한편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자동변속 알고리즘과 달리 이(2015)의
자동변속은 최적운전곡선을 사용하여 연비 향상을 도모한다. 특정 부하
에 1:1 로 대응하는 작업 속도를 결정하여 이를 작업 속도-구동륜 토크
선도에서 하나의 선으로 나타낸 것을 운전곡선이라고 한다. 그는 특정
부하에 대하여 가장 연비가 좋은 속도를 결정하여 최적운전곡선으로 설
정하고, 트랙터가 이를 따라 변속하도록 하였다. 에코 모드의 운전곡선
과 이(2015)의 최적운전곡선은 각각 Fig. 18 와 Fig. 19 에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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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 모드의 운전 곡선은 작업 속도 측면에서 연속적이나 작업 부하 측
면에서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대응할 작업 속도가 결정되지 않은 작업
부하가 가해졌을 때 정지하게 된다. 반면 이(2015)의 최적운전곡선은
작업 부하 측면에서 연속적이기 때문에 모든 부하에 대응할 수 있으나,
작업 속도 측면에서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변속 전후의 작업 속도가 다르
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운전곡선이 단일하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조정
하여도 작업 속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운전자의 가속 의지를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변속선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알
고리즘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자동변속 알고리즘을 제안하
였다.

Fig. 18 Operating line of eco mode at full throttle

Fig. 19 Lee(2015)’s optimum operating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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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자동변속 알고리즘 개발(NewEco 모드)
트랙터의 자동변속 알고리즘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조건은 다음
과 같다.
1) 무부하 상태에서 최대 구동륜 토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업 부
하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항상 낮은 연료소비율을 유지하며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3) 변속이 지나치게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운전자가 이해하기 쉽고 기존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에서 큰 변화
가 없어야 한다.
5) 변속 전후의 작업 속도가 같아야 한다.
6) 운전자가 원하는 작업 속도로 작업할 수 있어야 한다.
7) 고가의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가 요구되지 않고 기존의 장치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상 트
랙터와 조작 방식은 아래와 같이 가정하였다.
1) 트랙터는

전자식

엔진과

ECU(Engine

Control

Unit),

TCU(Transmission Control Unit)를 장착하였다.
2) 변속모드는 수동모드, 파워모드, 에코모드로 구성한다.
3) 운전자는 가속 페달과 스로틀 레버를 이용하여 작업 속도를 조정
하며, 상∙하단 변속 스위치를 사용하여 변속단수를 선택하고, 변
속모드 선택 스위치를 사용하여 변속모드(수동, 파워, 에코)를
선택한다.
4) 엔진 속도, 주행 속도, 연료소비량, 변속단수, 변속모드는 계기판
과 모니터를 통하여 운전자에게 알린다.
5) 트랙터의 제어는 drive-by-wire 방식이며, 가속 페달, 스로틀
레버, 상∙하단 변속 스위치, 변속모드 선택 스위치는 ECU 와
TCU 에만 연결되어 자동변속에 필요한 스로틀 열림량과 클러치
인가압력 신호는 모두 ECU 와 TCU 에서 액추에이터로 전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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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속시점을 결정하기에 앞서, 운전곡선을 설정하여야 한다. 운전곡
선은 최고속도 제한(𝑉𝑚𝑎𝑥 )과 가속 페달 또는 스로틀 레버의 위치의 2 가
지 파라미터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수의 운전곡선 중에서 하나의 운전곡
선이 결정되면, 부하에 따라 운전곡선 상의 한 점이 결정되고, 이 점의
속도가 목표 작업 속도가 된다.
최고속도 제한은 하나의 변속단수를 선택함으로써 결정된다. 예를
들면 H1 단을 선택하였을 때 최고속도 제한은 H1 단에서 엔진이 high
idle 상태일 때의 작업 속도가 된다. 최고속도 제한은 자동 변속단수의
수만큼 설정할 수 있으며 그 값은 TH100 트랙터의 경우 Table 2 에서
와 같다.
Table 2 Maximum speed limits 𝑉𝑚𝑎𝑥 of each gear for TH100 tractor

L1

L2

L3

L4

H1

H2

H3

H4

CL

0.2

0.3

0.4

0.5

0.6

0.7

0.8

1.0

L

1.1

1.3

1.7

2.0

2.3

2.7

3.3

3.9

M

4.8

5.7

6.8

8.2

9.3

11.2

13.4

16.1

H

17.3

20.7

24.8

29.7

33.8

40.6

48.6

58.2

(Unit: km/h)
최고속도 제한이 결정되면, 무부하 상태의 최저 속도에서부터 최고
속도까지의 범위에서 스로틀 개도에 따라 무부하 속도와 운전곡선을 결
정한다. 최저 속도는 L1 단에서 스로틀 개도가 0%일 때 무부하 상태의
작업 속도로 결정한다. 즉 작업 속도는 최고속도 제한과 스로틀 개도 2
개의 입력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트랙터의 전체 속도 범위에서 스로틀
개도만으로 작업속도를 결정할 경우, 스로틀 개도에 따른 속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작업속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힘들다. 그러나 운전자가
속도 범위를 최고속도 제한으로써 제한한 후 스로틀 개도로써 속도를 조
절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작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식 (11)은 스로
틀 개도에 따른 무부하 상태의 작업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𝑉𝑛𝑜−𝑙𝑜𝑎𝑑 = 𝑇𝑃 × (𝑉𝑚𝑎𝑥 − 𝑉𝑚𝑖𝑛 ) + 𝑉𝑚𝑖𝑛
여기서,
𝑉𝑛𝑜−𝑙𝑜𝑎𝑑 = 무부하 상태의 작업속도, km/h
𝑇𝑃 = 가속 페달 또는 스로틀 레버 위치값, 소수(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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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𝑉𝑚𝑎𝑥 = 최고속도 제한, km/h
𝑉𝑚𝑖𝑛 = L1 단, 0% 스로틀 개도, 무부하 상태에서의 작업 속도, km/h
무부하 상태에서 작업속도를 결정한 후, Fig. 20 에서와 같이 부하에
따라 작업속도를 결정하기 위한 운전곡선을 작성하였다. 운전곡선은 부
하에 따라 3 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Fig. 20 Three regions of operating line (𝑉𝑚𝑎𝑥 =11.18km/h, TP=85%).

① 영역은 무부하 상태의 𝑉𝑛𝑜−𝑙𝑜𝑎𝑑 에서 가버너 라인과 전부하 곡선
이 교차하는 점까지의 가버너 라인 영역으로, 가버너 라인의 기울기는
𝑉𝑛𝑜−𝑙𝑜𝑎𝑑 좌우의 가장 인접한 𝑉𝑚𝑎𝑥 에서의 가버너 라인의 기울기를 사용
하여 식 (12)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다.

𝑎 = 𝑎𝑛 +

𝑉𝑛𝑜−𝑙𝑜𝑎𝑑 − 𝑉𝑛
(𝑎𝑛+1 − 𝑎𝑛 )
𝑉𝑛+1 − 𝑉𝑛

(12)

여기서,
𝑎 = 직선 ①의 기울기
𝑉𝑛+1 = 𝑉no−load < 𝑉max 인 𝑉max 중 최소값
𝑉𝑛 = 𝑉no−load > 𝑉max 인 𝑉max 중 최대값
𝑎𝑛+1 = 𝑉𝑛+1 를 𝑉max 로 갖는 변속단수에서 거버너 라인의 기울기
𝑎𝑛 = 𝑉𝑛 를 𝑉max 로 갖는 변속단수에서 거버너 라인의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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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역은 최고속도 제한이 𝑉𝑚𝑎𝑥 인 변속단수의 전부하 라인으로서,
① 영역의 교차점과 최대 토크점 사이의 영역이다. 만약 ①과 ②의 교차
점이 최대 토크점과 일치하거나 최대 토크점 속도보다 저속인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② 영역은 없으며 곧바로 ① 영역은 곧바로 ③ 구간과
연결된다.
③ 영역은 각 변속단수의 최대 토크점을 연결한 등출력 선도로서,
구동륜의 부하 토크에 따른 작업속도는 식 (13)에서와 같이 결정하였다.

V=

𝑇𝑤𝑚𝑎𝑥 × 𝑉𝑇𝑤𝑚𝑎𝑥
𝑇𝑤

(13)

여기서,
V = 작업속도, km/h
𝑇𝑤𝑚𝑎𝑥 = 최대 구동륜 토크, kNm
𝑉𝑇𝑤𝑚𝑎𝑥 = 최대 구동륜 토크점에서의 작업 속도, km/h
𝑇𝑤 = 구동륜 부하토크, kNm
Fig. 21 는 부변속 M 단에 대한 속도선도로서 스로틀 개도, 구동륜
토크, 작업 속도로써 나타낸 것이다. 다른 부변속 단수에서도 변속비의
차이가 있으나 속도 선도의 형태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𝑉𝑚𝑎𝑥 가 최저 속
도인 4.8 km/h 일 때는 ③의 등출력 곡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선도의 변화가 미미하나 𝑉𝑚𝑎𝑥 가 증가할수록 ③ 구간도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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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𝑉𝑚𝑎𝑥 =4.8 km/h (L1)

(b) 𝑉𝑚𝑎𝑥 =5.7 km/h (L2)

(c) 𝑉𝑚𝑎𝑥 =6.8 km/h (L3)

(d) 𝑉𝑚𝑎𝑥 =8.2 km/h (L4)

(e) 𝑉𝑚𝑎𝑥 =9.3 km/h (H1)

(f) 𝑉𝑚𝑎𝑥 =11.2 km/h (H2)

(g) 𝑉𝑚𝑎𝑥 =13.4 km/h (H3)

(h) 𝑉𝑚𝑎𝑥 =16.1 km/h (H4)

Fig. 21 Velocity map for sub-gea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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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선도를 작성한 후, 속도 선도를 구성하는 모든 점에서 연비가
가장 낮은 변속단수가 선정되도록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변속 선도를 작
성하였다.
1) 속도 선도의 스로틀 개도를 0 에서 100%까지 1% 간격으로, 구
동륜 토크는 0 에서 최대 구동륜 토크까지 일정 간격으로 나누
어 각 교차점에서의 작업 속도를 구한다. 구동륜 토크의 간격은
부변속 단수가 CL 단일 때 10 kNm, L 단일 때 2 kNm, M
단일 때 0.6 kNm, H 단일 때 0.15 kNm 간격으로 나눈다.
2) 속도 선도의 모든 점에서 해당 작업 속도, 구동륜 토크에 대해
모든 변속단수의 변속비, 차륜 동반경, 전동효율을 고려하여 엔
진 속도와 엔진 토크를 계산한다.
3) 계산된 엔진 속도와 엔진 토크를 이용하여 연료소비율을 계산한
다.
4) 연료소비율이 가장 낮은 변속단수를 찾아 해당 지점의 최적 변
속단수로 선택한다.
5) 가속 페달 또는 스로틀 위치, 구동륜 토크, 변속단수를 3 축으로
하여 변속 선도를 작성한다.
Fig. 22 은 이러한 순서에 따라 작성한 부변속 M 단의 변속선도이다.
변속선도에서도 부변속 단수가 변하더라도 변속 선도의 형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부변속 M 단의 변속 선도만 나타내었다. 변속 선도는 스로
틀 개도가 적을수록, 구동륜 토크가 작을수록 변속단수가 높아지는 형태
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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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𝑉𝑚𝑎𝑥 =4.8 km/h (L1)

(b) 𝑉𝑚𝑎𝑥 =5.7 km/h (L2)

(c) 𝑉𝑚𝑎𝑥 =6.8 km/h (L3)

(d) 𝑉𝑚𝑎𝑥 =8.2 km/h (L4)

(e) 𝑉𝑚𝑎𝑥 =9.3 km/h (H1)

(f) 𝑉𝑚𝑎𝑥 =11.2 km/h (H2)

(g) 𝑉𝑚𝑎𝑥 =13.4 km/h (H3)

(h) 𝑉𝑚𝑎𝑥 =16.1 km/h (H4)

Fig. 22 Shift map for sub-gear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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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변속 상태 컨트롤러 개발
차량을 시동 또는 변속할 때는 변속단수를 판단하기 위한 신호가 과
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차량이 정상 상태에 이를 때까지 변속단수에 대
한 판단을 중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엔진 속도는 클러치가 해제∙체결
될 때 순간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원래의 속도로 증가하는데, 이 과
도 상태에서 엔진 속도가 작업 부하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다고 판단하고
하단 변속을 명령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과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변속 모드에서 변속시점 판단 알고리즘과 액추에이터의 작동명령 신
호 사이에 트랙터의 변속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컨트롤러 블록을 설치하
였다. 컨트롤러 블록은 Simulation X 의 State chart 기능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트랙터의 변속상태는 크게 출발/판단/상단 변속/하단 변속의
4 가지 상태로 구분하였다.
Power/Eco 모드에 대한 변속상태 컨트롤러의 알고리즘은 Fig. 23
에서와 같다. 초기 스로틀 위치와 변속단수는 운전자가 선택한 조건으로
하였다. 작업을 시작하면 차량은 출발 상태이고, 가속이 끝날 때까지 변
속은 하지 않는다. 차량이 어느 정도 가속되면 변속상태는 출발상태에서
판단상태로 전환하고, 판단상태에서는 Fig. 15 에서와 같이 엔진 속도에
따라 변속 여부를 판단한다. 변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단변
속 또는 하단변속 상태로 전환하여 변속단수를 변경한다. 변속 중에는
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잠시 중지한다. 변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에는 변속이 완료되었다고 판단하고 변속상태를 다시 판단상태로 전환한
다. Fig. 24 는 변속상태 컨트롤러와 변속선도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흐름
도이다. 부하 수준이 매우 낮은 경우에는 Power/Eco 모드의 특성상 최
고 변속단수로 변속하여 속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고 변속단수제한( 𝐺𝑚𝑎𝑥 )을 운전자 입력조건으로
설정하여 최고 변속단수제한보다 높은 변속단수로는 상향변속하지 못하
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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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Flow chart to control shift state of Power/Eco modes.

Fig. 24 Block diagram for simulation of Power/Eco modes.

NewEco 모드에 대한 변속상태 컨트롤러 알고리즘은 Fig. 25 과 같
다. 운전자가 TP 와 𝑉𝑚𝑎𝑥 를 설정하면 무부하 상태를 가정하고 속도선도
와 변속선도를 이용하여 초기 엔진 속도와 변속단수를 계산하였다. 차량
이 가속된 후 변속상태는 판단상태로 전환되며 엔진 속도는 속도선도에
따라 목표 작업 속도에 이르도록 조정된다. 변속이 필요한 경우 변속상
태는 상단변속 또는 하단변속으로 전환하여 변속단수를 변경하고, 변속
후 엔진 속도는 일정한 작업 속도를 유지하도록 조정된다. 변속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변속상태는 다시 판단상태로 전환되고 엔진 속도는 속도
선도에 따라 작업 속도를 조정한다. 엔진 속도는 목표 엔진 속도와 현재
엔진 속도의 차이를 입력 변수로, 스로틀 열림량을 출력 변수로 하는
PID 제어기를 사용하여 제어하였다. Fig. 26 는 시뮬레이션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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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Flow chart to control shift state of NewEco mode.

Fig. 26 Block diagram for simulation of NewEco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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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뮬레이션에 의한 알고리즘 검증
개발한 자동변속 알고리즘의 정상 작동 여부와 기존 알고리즘 대비
연비 향상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용자 입력 조건 및 작업 부하를 변
화시키며 쟁기 작업 성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작업 성능은 변속단수,
엔진 속도와 토크, 연료 소비율, 작업 속도, 견인력을 지표로 판단하였다.
사용자 입력 조건은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𝐺𝑚𝑎𝑥 (Power/Eco 모드)와
𝑉𝑚𝑎𝑥 (NewEco 모드), 원하는 작업 속도를 결정하는 TP(Power/Eco 모
드에서는 스로틀 개도를 결정하고 NewEco 모드에서는 운전곡선을 결
정하는 기능)가 있으며, 작업 부하는 CI=1700 kPa, 𝐹𝑖 =1.0 의 단단한
토양 조건에서 경심으로써 변화시켰다. 부변속 단수는 쟁기 작업시의 일
반적인 작업 속도가 5-10 km/h 임을 고려하여 M 단으로 설정하였다.

제 1 절 최고 단수/속도제한에 따른 검증
Power/Eco 모드의 𝐺𝑚𝑎𝑥 와 NewEco 모드의 𝑉𝑚𝑎𝑥 가 작업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90 초간 경심 0 cm, 100 % TP 의 운전
조건에서 15 초 간격으로 최고 단수/속도 제한을 감소시키며 작업 성능
을 시뮬레이션하였다.
Fig. 27, 28 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 단수/속도
제한이 감소함에 따라 세 변속 모드에서 모두 속도가 동일하게 계단식으
로 감소하였다. 경심이 모두 0 cm 이었으므로 차량에는 운동저항만이 작
용하였으며, 차량의 주행 상태는 변속 모드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Power/Eco 모드의 경우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는 엔진 속도가 상향
변속 기준 엔진 속도보다 고속이기 때문에 차량은 항상 최고 변속단수에
서 주행하게 된다. 따라서 𝐺𝑚𝑎𝑥 가 감소함에 따라 즉각적인 하향변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엔진 속도를 자동으로 제어하
지 않기 때문에 𝐺𝑚𝑎𝑥 가 감소하더라도 엔진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NewEco 모드에서는 𝑉𝑚𝑎𝑥 가 감소하더라도 𝑉𝑚𝑎𝑥 를 낼 수 있는
변속단수와 엔진 속도의 조합을 모두 비교하여 가장 연료소비율이 낮은
조합을 선택하므로, 항상 가능한 한 높은 변속단수-낮은 엔진 속도 조
합이 선택된다. 따라서 변속단수는 최대한 고단으로 유지되며 엔진 속도
를 조정하여 작업 속도 𝑉𝑚𝑎𝑥 가 유지된다. 최고 변속단수-최저 엔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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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 작업 속도가 𝑉𝑚𝑎𝑥 보다 고속인 경우에는 하향변속하여 𝑉𝑚𝑎𝑥 를 유
지한다.

Fig. 27 Simulated gear and velocity at plow depth 0cm and T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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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Simulated engine speed, engine torque and BSFC at plow depth 0cm
and TP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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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스로틀 레버 위치값의 변화에 따른 검증
부변속 M 단에서 TP 의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최고 속도제한을
24 단, 𝑉𝑚𝑎𝑥 를 16.1 km/h, 작업 부하를 경심 0 cm 로 고정한 상태에서
129 초간 TP 를 100%에서 0%까지, 다시 0%에서 100%까지 선형적으
로 변화시키며 작업 성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Fig. 29, 30 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P 가 감소하면
엔진 속도가 줄고 Power/Eco 모드의 하향변속 기준 엔진 속도도 감소
하기 때문에 Power/Eco 모드에서는 하향 변속이 일어나지 않는다. 따
라서 TP 가 감소함에 따라 엔진 속도는 고정 변속단수의 최고 엔진 속
도에서 최저 엔진 속도까지 비례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주행 속도도 엔진
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TP 가 0%일 때 주행 속도는 6.1 km/h 까
지 감소하였다. 하향변속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최고 변속단수에서
TP 가 증가함에 따라 엔진 속도는 다시 최저 엔진 속도에서 최고 엔진
속도까지 비례적으로 증가하였고, 주행 속도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였
다. 엔진 토크는 운동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100 Nm 로 일정하
게 유지되었으며, 연료소비율 역시 500 g/kWh 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반면 NewEco 모드에서는 최저 주행 속도를 최저 변속단수-최저
엔진 속도일 때의 속도로 정의하였기 때문에 TP 가 감소함에 따라 작업
속도가 최고 변속단수-최저 엔진 속도 조합일 때의 속도보다 저속인 경
우에는 하향 변속으로 작업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TP 가 0%일
때 변속단수는 18 단까지 감소하였고 주행 속도는 2.32 km/h 까지 감소
하였다. Power/Eco 모드에 비하여 NewEco 모드에서 가용 속도 범위가
커진 장점은 있으나, 0-40%대의 TP 범위에서 변속단수가 18-24 단까
지 변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잦은 변속에 따른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최저 속도제한을 두어 잦은 변속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부하가 적
은 경우에는 24 단→22 단→20 단과 같이 인접 변속단수를 건너뛰어 변
속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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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Simulated gears and velocity at plow depth 0cm, 𝐺𝑚𝑎𝑥 24 and 𝑉𝑚𝑎𝑥
16.1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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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Simulated engine speed, engine torque and BSFC at plow depth 0cm,
𝐺𝑚𝑎𝑥 24 and 𝑉𝑚𝑎𝑥 16.1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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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작업 부하 변화에 따른 검증
구동륜 토크는 사용자 입력 조건인 𝐺𝑚𝑎𝑥 /𝑉𝑚𝑎𝑥 , TP 와 달리 외부 조
건인 토양 상태와 경심에 의하여 변한다. 시뮬레이션에서는 경심으로써
작업 부하를 증감하여 간접적으로 구동륜 토크를 변화시켰다. 운전자가
충분한 견인력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을 입력한 것으로 가정하고, 부변속
M 단에서 90 초간 TP 100%, 𝐺𝑚𝑎𝑥 24 단, 𝑉𝑚𝑎𝑥 16.1 km/h 인 조건에서
경심을 0 cm 에서 30 cm 까지, 다시 30 cm 에서 0 cm 까지 비례적으로
변화시키며 작업 성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31, 32 에서와 같다. 세 변속 모드에서는 모
두 엔진이 전부하 상태에 이를 때까지 동일한 100% 스로틀 개도의 거
버너 라인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0-15 초까지 차량 상태는 동일하다.
시동 이후 작업 부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Power 모드, NewEco 모드,
Eco 모드의 순서로 하향변속이 일어났다. 그러나 Eco 모드에서는 변속
후 엔진이 최대 토크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하를 극복하지
못하고 엔진이 정지하여 차량이 멈추었다. 이는 변속 후 최대 구동륜 토
크가 변속 전 구동륜 토크보다 작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서 Eco
모드는 부하 수준이 높은 견인 작업에서는 부적합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작업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 엔진은 전부하 상태가 되며, Power 모
드에서는 최대 토크점에 도달하기 이전에 하향 변속이 일어나는 반면,
NewEco 모드에서는 최대 토크점까지 도달한 이후에 하향 변속이 일어
났다. 부하가 더욱 증가하면 NewEco 모드에서는 각 변속단수별 최대
토크점을 연결한 동출력곡선을 따라 변속이 일어나기 때문에 변속 빈도
는 각 변속단수에 대한 최대 구동륜 토크점 사이의 간격에 따라 결정된
다. 반면 Power 모드의 변속 빈도는 상∙하향 변속 기준 엔진 속도의 차
이에 따라 결정된다. 경심이 0 에서 30 cm 로 증가할 때 시뮬레이션 결
과에 의하면 Power 모드와 NewEco 모드에서는 모두 24 단에서 20 단
까지 하향변속이 일어났으며 변속 빈도에는 차이가 없었다. 경심이 30
에서 0 cm 로 감소할 때 Power/NewEco 모드에서 모두 상향변속이 일
어났으며 동일 작업 부하에서 변속단수는 전반적으로 Power 모드보다
NewEco 모드에서 더 컸다. 그러나 변속 모드에 따른 견인력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Power 모드와 NewEco 모드의 견인력 차이는
모든 구간에서 2 kNm 보다 작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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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모드는 TP 100%일 때 하향변속 기준 엔진 속도인 1840
rpm 과 상향변속 기준 엔진 속도인 2207 rpm 사이의 엔진 속도를 사
용한 반면, NewEco 모드는 최대 토크점의 엔진 속도가 하향변속의 기
준이 되기 때문에 Power 모드에서보다 낮은 1500-1800 rpm 의 엔진
속도가 사용되었다. 반대로 엔진 토크는 Power 모드에서보다 NewEco
모드에서 컸다.
작업 속도는 두 변속 모드에서 모두 경심이 증가함에 따라 15 km/h
에서 5 km/h 까지 감소하였으며 경심이 감소함에 따라 다시 5 km/h 에
서 15 km/h 로 증가하였다. Power 모드의 변속단수가 NewEco 모드에
서보다 저단임에도 불구하고 Power 모드의 작업 속도가 NewEco 모드
에서보다 0.5 km/h 빨랐다. 이는 Power 모드의 변속시점에서 출력이
최대 토크점의 출력보다 더 크고 엔진 속도가 NewEco 모드에서보다
빠르기 때문이다.
두 변속 모드에서 모두 최고 변속단수인 24 단과 100% 스로틀 개
도를 사용하는 0-15 초와 75-90 초 구간에서 연료소비율은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부하에 따라 220-450 g/kWh 까지 변화하였다. 두 변속 모
드가 모두 변속시점 부근에 있는 15-75 초 구간에서 Power 모드의 평
균 BSFC 는 225.6 g/kWh 이고, NewEco 모드의 평균 BSFC 는 219.0
g/kWh 로 Power 모드에 비해 NewEco 모드의 연료소비율이 2.93%
가량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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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imulated traction force, gear and velocity at TP 100%, 𝐺𝑚𝑎𝑥 24 and
𝑉𝑚𝑎𝑥 16.1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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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Simulated engine speed, engine torque and BSFC at TP 100%, 𝐺𝑚𝑎𝑥
24 and 𝑉𝑚𝑎𝑥 16.1 km/h.

44

운전자가 견인력을 확보하기보다 연료소비율을 고려한 조건을 입력
한 경우, TP 88%, 𝐺𝑚𝑎𝑥 22 단, 𝑉𝑚𝑎𝑥 11.2 km/h 의 조건에서 경심을 0
에서 30 cm 까지, 다시 30 에서 0 cm 까지 비례적으로 증감시키며 90
초간 작업 성능을 시뮬레이션하였다. Eco 모드는 작업 부하를 극복하지
못하고 차량이 정지하였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Fig. 33, 34 에서와 같다. Power 모드에서는 최
고 변속단수가 22 단에서 시작한 반면, NewEco 모드에서는 24 단에서
시작하였으나, 작업 속도, 견인력은 동일하였다. 경심이 증가함에 따라
NewEco 모드의 변속단수는 24 단에서 21 단까지 감소하였고, Power
모드의 변속단수는 22 단에서 20 단까지 감소하였다. 𝐺𝑚𝑎𝑥 가 24 단인 경
우 Power 모드의 첫 변속이 15.5 초에 발생한 반면, 𝐺𝑚𝑎𝑥 가 22 단인
경우에는 31 초에 일어났는데, 이것은 최고 변속단수가 감소하여 엔진이
극복할 수 있는 최대 부하 토크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Power 모드에서는 경심이 증가할 때 엔진 속도가 하향 변속 기준
엔진 속도인 1693 rpm 보다 빠르게 유지되었고, 경심이 감소할 때는 상
향 변속 기준 엔진 속도인 2030 rpm 보다 저속을 유지하다 최고 변속단
수로 변속하였다. 반면 NewEco 모드의 엔진 속도는 1500-1800 rpm
영역대를 유지하였다.
연료소비율은 모든 구간에서 차이를 보였으며, 변속 과도 구간을 제
외하면 NewEco 모드의 연료소비율이 Power 모드의 연료소비율보다
낮았다. Power 모드의 평균 BSFC 는 254.8 g/kWh 였으며, NewEco 모
드의 평균 BSFC 는 239.5g/kWh 로 Power 모드에 비해 6.12%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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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Simulated traction force, gear and velocity at TP 88%, 𝐺𝑚𝑎𝑥 22 and
𝑉𝑚𝑎𝑥 10.1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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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Simulated engine speed, engine torque and BSFC at TP 88%, 𝐺𝑚𝑎𝑥
22 and 𝑉𝑚𝑎𝑥 10.1 km/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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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요약 및 결론
농용 트랙터에 전자식 엔진과 자동변속기, ECU 가 도입됨에 따라
자동변속을 이용해 연료소비율과 작업 속도, 견인력 등의 차량 상태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기존의 자동변속 알고
리즘은 자동차의 변속 선도 작성 방식에 따라 작성되나, 이를 그대로 농
용 트랙터에 적용할 경우 작업 부하에 의해 엔진이 정지하는 문제가 발
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자동변속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작업 부하를 극복함과 동시에 연료소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
동변속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파워시프트 자동변속기가 장착된 90kW 급 농용 트랙
터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고 기존의 자동변속 알고리즘과
개발한 자동변속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연료소비율, 작업 속도, 견인력
등의 차량 상태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파워시프트 변속기가 장착된 트랙터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였다. 시뮬레이션 모델은 엔진, 클러치와 기어를 포함한 파워시프
트 변속기, 디퍼런셜, 구동륜, 차량, 작업 부하의 컴포넌트들로 구성되었
으며 대상 트랙터의 제원을 사용하였다. 토양 추진력, 운동 저항 및 작
업 부하는 ASABE standards 에 제시된 예측식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완성된 트랙터 시뮬레이션 모델은 실제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차량 상태
를 이상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검증하였다.
2) 기존의 자동변속 알고리즘을 Power/Eco 모드로 나누어 대상 트랙터
의 제원을 사용하여 구체화시키고 이를 스로틀 개도-엔진 속도의 변속
선도로 나타내었다. 또한 기존 알고리즘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NewEco 모드를 개발하였다. 𝑉𝑚𝑎𝑥 , TP, 구동륜 토크를 입력 변수로 받
는 속도 선도, 변속 선도를 개발하고 변속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컨트롤
러 블록을 추가하여 전체 시뮬레이션 모델을 완성하였다.
3) 동일 토양 조건에서 작업 부하를 인가하지 않았을 때 각 변속 모드
에 따른 연료소비율과 차량 상태를 분석하였다. TP 가 고정되었을 때
𝐺𝑚𝑎𝑥 /𝑉𝑚𝑎𝑥 가 변화함에 따라 각 변속 모드에서의 작업 속도는 동일하게
변화하였으나, Power/Eco 모드는 변속단수를 변화시켜 작업 속도가 변
화한 반면 NewEco 모드에서는 최고 변속단수를 최대한 유지하고 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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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조정되어 작업 속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𝐺𝑚𝑎𝑥 /𝑉𝑚𝑎𝑥 가 고
정되었을 때 TP 가 변화함에 따라 Power 모드에서는 변속단수가 고정
된 채 최저 엔진 속도부터 최고 엔진 속도까지의 속도 범위가 사용되었
으나, NewEco 모드에서는 TP 가 40% 미만일 때 엔진 속도뿐만 아니
라 변속단수까지 변화하여 가용 속도 범위가 Power 모드에 비하여 넓
어졌음을 확인하였다.
4) 동일 토양 조건에서 사용자 입력 조건을 고정시키고 작업 부하를 변
화시켰을 때 각 변속 모드에 따른 연료소비율과 차량 상태를 분석하였다.
운전자가 충분한 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𝐺𝑚𝑎𝑥 /𝑉𝑚𝑎𝑥 과 TP 를 최대로 하
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NewEco 모드를 사용한 경우 기존 Power 모드
를 사용한 경우보다 연료소비율이 2.93% 가량 낮게 나타났다. 또한 운
전자가 연비를 고려하여 𝐺𝑚𝑎𝑥 /𝑉𝑚𝑎𝑥 를 최대값의 80%, TP 를 88%로 두
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NewEco 모드를 사용한 경우 기존 Power 모드
를 사용한 경우보다 연료소비율이 6.12% 가량 낮게 나타났다. 기존
Eco 모드의 경우 하향 변속 후 엔진이 작업 부하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
지하는 결과가 나타나 농작업 시에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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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automatic gear
shifting algorithm for better fuel
efficiency of agricultural tractors
with power-shift transmission
Jaeseung Kim
Bio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researches in controls of automatic transmission to
improve fuel efficiency have been conducted. Two conventional
methods to determine timing of the automatic gear shift, which is
called Power and Eco mode, are applied in agricultural tractors.
However, the Eco mode has problems that make the engine stop
during heavy load conditions. In this study, new method to control
power-shift transmissions, which is called newEco mode, was
developed to improve fuel efficiency and overcome the work load.
A simulation model was developed based on a 90 kW
agricultural tractor with power-shift transmission. Using this
tractor simulation model, conventional control methods-the Power
and Eco modes and the newEco mode were compared in terms of
traction force, velocity, fuel efficiency,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Computer

simulation

model

of

tractor

with

power-shift

transmission was developed. Based on specifications of the real
tractor, the models were composed of engine, clutch, gear,
differential, wheel-ground contact and work load components.
Traction force, work load and motion resistance were calculat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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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diction equation of ASABE standard. The tractor models
were verified by comparison with field test data.
Throttle-velocity shift maps of the conventional Power and Eco
mode were developed using specifications of the tractor. Also, the
newEco mode, which used 𝑉𝑚𝑎𝑥 , TP, and traction torque as input
parameters, were developed to improve conventional shift algorithm.
The entire simulation model included not only tractor models but
also shift maps, velocity maps and the shift state controller.
The results of each shift modes in no load condition were
analyzed. As 𝐺𝑚𝑎𝑥 / 𝑉𝑚𝑎𝑥 changed, velocities of each shift mode
showed same values. In case of the Power and Eco mode, velocity
changed as a result of change of gear step. On the contrary, in case
of the newEco mode velocity changed as a result of change of
engine speed. When desired velocity was slower than minimum
velocity of the maximum gear step, both engine speed and gear step
were adjusted. Also, as TP changed, in case of the Power and Eco
mode gear step was kept constant and engine speed changed from
minimum to maximum. In the newEco mode, velocity range was
expanded as gear step was changed down under 40% TP.
The results of each shift modes with load changes were also
analyzed. Assuming that the driver wants enough traction torque
and adjust 𝐺𝑚𝑎𝑥 / 𝑉𝑚𝑎𝑥 and TP to maximum values, BSFC was
reduced by 2.93% when the newEco mode was used. Assuming that
the driver wants to save fuel consumption and adjust 𝐺𝑚𝑎𝑥 /𝑉𝑚𝑎𝑥 and
TP to 80% and 88% of their maximum values, BSFC was reduced
by 6.12% when the newEco mode was used. When using the
conventional Eco mode, the tractor suddenly stopped because the
engine did not overcome the work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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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cy, Shift schedule, Simulation, Simulation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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